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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험목적

수수(Sorghum bicolor (L.) Moench)는 외떡잎식물 벼목 화본과의 한해살이풀로 쌀, 보

리, 밀, 옥수수에 이어 중요한 잡곡의 하나이다. 수수는 위장보호, 체온유지, 소화촉진작용,

식욕개선작용 등에 효능이 있으며, 특히 항산화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tannins, phenolic

acid, anthocyanins 등이 주성분을 이루고 있다. 본 연구는 국내 수수 수집종을 분류, 증식

및 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, 초기생육이 양호하고 재배가 원활한 수집종을 선발하여 생

리활성 검정을 실시하였다. 본 연구는 품종육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고자 실시하였다.

재료 및 방법

본 실험의 공시재료인 수수는 2009년도 국내 수집종 30점을 수집하여 강원대학교 부속농장에

증식 및 특성 조사하였으며, 특성조사는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평가기준에 준하여 실시하

였다. 초기생육이 양호하고 대량 종자 생산이 가능한 수집종 3품종을 선발하여 생리활성 검정을

실시하였다. 생리활성 검정은 DPPH, 총 페놀함량,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, 환원력 등을 실시하였

다. 특성조사 및 생리활성 검정은 3반복으로 실시하였으며 평균±표준편차로 통계처리 하였다.

실험결과

본 연구결과 가평군에서 수집한 09-SB-008, 09-SB-010와 화천군에서 수집한 09-SB-09 3개

의 수집종을 선발하였고 종자 발아율도 90% 이상으로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. 또한 생리활성

검정시 장수수수, 늘수수, 검은찰수수와 선발된 3개의 수집종을 비교하였다. DPPH 라디칼 실

험결과 09-SB-010 수집종이 Rc50(ug/ml)이 47.0 ug/ml로 가장 낮아 높은 활성이 나타났으며,

다른 수수 품종에서도 50 ug/ml로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. 페놀함량은 09-SB-09이 2.31

mg/ml로 가장 높았으며, 모든 품종에서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. 본 연구결과 선발된 수집종

은 종실의 특성이 우수하며, 초기생장 및 재배가 용이하며, 생리활성도 높아 품종화 가치가 있

다고 사료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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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ig. 1. Characteristics of ear type in selection superior three cultivars of Sorghum. 
(A) 09-SB-08, (B) 09-SB-009, (C) 09-SB-10

Fig. 2. Characteristics of seed in selection superior three cultivars of Sorghum.
 (A) 09-SB-08, (B) 09-SB-9, (C) 09-SB-10

Fig. 3. Total phenol contents of seed in selection collected superior three of Sorghum and 3 cultivars. 
(A) 09-SB-08, (B) 09-SB-09, (C) 09-SB-10, (D) Jangsususu, (E) Nulsusu, (F) Gumeunchalsusu 




